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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부각되는 Gig Economy 규제 리스크 

정용제, CFA yongjei.jeong@miraeasset.com 송범용 bumyong.song@miraeasset.com  

우버, 리프트, 메이투안  

최근 동반 주가 부진 

 

미국의 우버, 리프트 뿐만 아니라 중국 메이투안도 최근 주가 동반 부진 

� 메이투안은 최근 베이징시 인적사회보장국장과 메이투안의 직원 복지 관련 인터뷰 진행 

� 기사들의 복지가 부각됐는데 메이투안은 1천만명 기사가 외주 직원이라고 언급 

� 상업보험에 가입되어있으나 사망, 장애 보험료 60만위안, 치료비 5만위안으로 불충분 

� 이에 메이투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대. 4월말에는 ‘양자택일’ 관련 조사도 시작 

재부각되는 Gig Economy 규제 

리스크 

미국, 중국 양국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Gig Economy 기업의 규제 리스크 재부각 전망 

� Gig Economy 기업의 규제는 우버, 리프트 상장 이후 최대 이슈. 중국도 마찬가지 

� 상장 이후 보험 적용과 기사의 법적 지위 관련 리스크가 관련 기업의 최대 이슈 

� 특히 최근 1~2주간 플랫폼을 지탱하는 기사의 법적 지위 (직원 vs. 자영업) 논란 지속 

�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는 2020년 1월부터 정직원화를 유도하는 AB5법안 시행 

� 또한 지난주 바이든 정부의 노동부 장관은 각 기사들의 정직원화가 필요하다고 언급 

� 2월에는 영국 대법원이 우버 기사의 정직원화 판결. 최저 시급, 보험+복지 제공 시작 

� 이번 메이투안 이슈도 미국, 유럽 등 각 국가별 진행되는 규제 리스크의 일환 판단 

Gig Economy 기업의 단기 

모멘텀 확대에 부정적 

관련 규제의 재부각으로 차량 공유, 음식배달 기업의 단기 모멘텀 확대에 부정적 판단 

� 물론 2020년 11월 캘리포니아에서 기사의 독립 계약자를 인정하는 Prop22 통과 

� 또한 각 주별로 기사들의 법적지위를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인정하는 법안 진행 

� 따라서 규제 부각이 2021년 회복이 예상되는 기업 실적에 대한 영향은 X  

� 다만 규제의 여부에 따라 기업의 사업모델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중대 이슈 

� 사업 모델의 변화는 곧 기업의 장기 성장성과 연관. PSR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 

� 실질적으로 모든 기사가 직원화되지는 않겠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요인은 단기 부담 

� 또한 Prop22 적용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기사 관련 비용 일부 상승 (최소 10 ~ 20%) 

� 전반적으로 Gig Economy 기업에 대한 회복 기대감 존재하나 단기 부담 상승 판단 

� 또한 업워크 (UPRK US), 파이버 (FVRR US) 등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도 영향 존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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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1. 캘리포니아 AB5 법안  그림 2. 각 플랫폼별 캘리포니아 매출 비중 

구분 내용 

법안명  캘리포니아 Assembly Bill 5 

의결일 2019년 9월 10일 

발효일 2020년 1월 1일 

주요 내용 
- 독립 계약자의 법적 지위를 기본적으로 피고용인으로 변경 

- 아래 조건 충족시 독립 계약자로 인식 

조건 

(ABC 테스트) 

1) 기업으로부터 통제 및 지시 X 

(스스로 가격, 시간 결정 / 자기 자금으로 물품 구매 등) 

2) 기업의 중심 업무 수행 X 

3) 독립적인 사업 구축 

적용 예외 전문 면허 취득자, 의사, 증권 중개인, 컨설턴트, 판매영업 등 

 

 

자료: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자료: Second Measure,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

 

그림 3. 우버, 리프트가 지지하는 ‘앱기반 운전자&서비스 법’  그림 4. ‘앱기반 운전자&서비스 법’의 처우 개선 내용 

 

 

일시 내용 

임금 최저 임금의 120% 보장 + 마일당 0.3달러 

건강보험 

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시 건강 보험 적용 

주당 25시간 이상 근무시 Covered 

California Bronze health의 82% 제공 

기타 산재보험, 차별 및 성희롱 방지, 운전자 필수 안전교육,  

자료: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자료: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

 

그림 5. 베이징 당국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메이투안: 1천만명 발언  그림 6. 베이징 당국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메이투안: 외주직원 발언 

 

 

자료: BTV,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자료: BTV,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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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1. 글로벌 차량공유/음식배달 플랫폼 밸류에이션 비교 

 우버 리프트 그럽허브 메이투안 딜리버리히어로 저스트잇 

TickerTickerTickerTicker    UBER US LYFT US GRUB US 3690 HK DHER GR JE/ LN 

현재가현재가현재가현재가    ((((현지통화현지통화현지통화현지통화))))    46.0 49.2 64.9 262.8 117.6 - 

시가총액시가총액시가총액시가총액    (USDm)(USDm)(USDm)(USDm)    85,708 16,192 6,054 205,620 35,510 - 

매출액매출액매출액매출액    

(USDm) (USDm) (USDm) (USDm)     

2018 11,270  2,157  1,007  - 786  1,041  

2019 13,000  3,616  1,312  - 1,385  - 

    2020 11,139  2,365  1,820  - 3,121  - 

    2021E 15,809  3,163  2,229  27,963  6,287  1,895  

    2022E 22,244  4,470  2,565  38,902  9,053  2,413  

영업이익영업이익영업이익영업이익    

(USDm)(USDm)(USDm)(USDm)    

2018 (3,033) (978) 85  - (285) 144  

2019 (8,596) (2,702) (6) - (725) - 

    2020 (4,863) (1,808) (149) - (916) - 

    2021E (3,247) (194) (119) (2,022) (903) 272  

    2022E (664) 271  (45) 821  (578) 519  

순이익순이익순이익순이익    

(USDm)(USDm)(USDm)(USDm)    

2018 997  (911) 78  - (45) 110  

2019 (8,506) (2,602) (19) - 259  - 

    2020 (6,768) (1,753) (156) - (1,015) - 

    2021E (1,180) (203) (4) (1,296) (1,026) 206  

    2022E (328) 175  61  1,578  (722) 434  

P/E (x)P/E (x)P/E (x)P/E (x)    2018 - - 84.6  - - 48.5  

    2019 - - - - - - 

    2020 - - - - - - 

    2021E - - - - - - 

    2022E - 192.0  99.6  138.4  - - 

P/B (x)P/B (x)P/B (x)P/B (x)    2018 - - 4.8  - 3.8  5.1  

    2019 3.6  4.6  3.0  - 7.1  - 

    2020 7.7  9.5  4.9  - 15.0  - 

    2021E 6.3  10.0  4.3  13.4  8.0  - 

    2022E 5.7  9.6  4.0  12.6  8.8  - 

PSR (x)PSR (x)PSR (x)PSR (x)    2018 - - 6.8  - 9.1  5.1  

    2019 2.9  2.7  3.4  - 10.9  - 

    2020 8.0  6.5  3.8  - 11.3  - 

    2021E 5.4  5.1  2.7  7.4  5.6  - 

    2022E 3.9  3.6  2.4  5.3  3.9  - 

EV/EBITDA (x)EV/EBITDA (x)EV/EBITDA (x)EV/EBITDA (x)    2018 - - 41.5  - - 25.0  

    2019 - - 37.1  - - - 

    2020 - - 666.4  - - - 

    2021E - - 50.2  - - - 

    2022E 66.0  42.5  27.5  85.8  - - 

ROE (%)ROE (%)ROE (%)ROE (%)    2018 19.1  - 6.1  - (2.3) 11.0  

    2019 (81.1) - (1.3) - 13.3  - 

    2020 (51.2) (77.4) (10.7) - (47.9) - 

    2021E (15.7) (52.7) (1.6) (10.7) (54.4) 13.6  

    2022E (2.9) (38.2) 9.0  5.3  (69.4) 17.5  

EPS EPS EPS EPS 성장률성장률성장률성장률    (%)(%)(%)(%)    2018 - - (23.5) - 29.7  - 

    2019 - 73.4  - - (146.3) - 

    2020 43.3  51.0  (745.0) - (82.3) - 

    2021E 67.8  73.6  79.8  (299.0) 44.2  56.3  

    2022E 71.6  136.6  865.9  257.4  35.0  86.0  
 

자료: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,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(5월 11일 기준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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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pliance Notice 
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
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

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

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

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 
 


